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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자랑스러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청 춥고 눈도 많았던 겨울이 지나가고 희망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언어가 투박하다는 비평도 받고는 있지만 깊은 정을 

나눌 수 있는 의리의 친구가 많은 이 도시에서 대한신경외과학회 제31차 춘

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 큰 영광이며 가슴 설레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력이 정용구 이

사장님을 중심으로 꾸려진 새 집행부에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대구에서 열리는 이번 봄 학회는 또 다른 의미의 화합의 축제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학회가 시작되는 4월 11일은 회원들 간의 친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축구, 

테니스, 골프 대회를 준비하였고 그 시간 EXCO학회장에서는 학술지 편집

위원회와 뇌혈관외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조촐한 welcome reception party를 통하여 자주 만나지 못하

였던 회원 상호간의 대화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plenary session에서는 

신경외과 의사들이 자칫 소홀할 수 있으나 임상에서는 자주 만나게 되는 ‘신
경외과 영역에서 필요한 약물의 처방 가이드라인’이라는 주제로 내과 교수

들의 도움을 받아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하였습니다. 그리

고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에서 4명의 연자를 초청하여 금요일과 토요일에 나

누어서 special lecture 시간을 꾸몄습니다. 4월 12일 오후 대구경북 지회 심

포지엄에서는 향후 우리 회원들이 개원(private practice)을 하는 경우 신경외

과 의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으며 지역 명사초청 시간에는 의용생체공학에 조예가 깊으

신 김용민 POSTECH 총장님을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처음으로 경주가 아닌 대구에서 개최될 수 있어 더 없

이 기쁩니다. 팔공산의 정기를 받아 걸출한 인재들을 많이 탄생시킨 달구

벌 금호강변에 최근 멋지게 확장 개관한 대구 EXCO convention center와 인

터불고호텔 EXCO에서 우리 회원들이 편안함과 넉넉함을 느끼면서 학술

대회의 모든 일정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는 ‘Medicity Daegu’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여 형 태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정 용 구



Newsletter  Vol.28_3

‘Colorful Daegu’ ‘Solar city Daegu’란 슬로건을 걸고 옛 영광을 찾으려는 새

로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티투어를 이용하시면 적은 비용으로 대

구를 둘러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구골목길 투어

가 타 지역 시민과 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학술

대회장인 EXCO는 대구종합유통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전자, 전기, 섬유 

등 아주 큰 규모의 쇼핑센터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과 

컨벤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시내 중심가로의 이동

도 원할 할 것입니다. 학회에서 추천하는 숙박시설 중 인터불고호텔 EXCO

는 학회장과 지하로 바로 연결되지만 나머지 호텔들은 학회장으로부터 약 

20분 거리에 위치하여 아침 첫 출발은 각 호텔소속 셔틀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우리 신경외과의사는 인간 장기의 으뜸인 뇌와 척수에 대한 치료목적의 수

술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자긍심으로 어렵고 힘

든 수련과정을 거쳐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

니다. 그러나 의료환경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자긍심을 갉아 먹는 일들이 일

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후배들과 국민들을 위해서는 전공분

야에서의 노력에만 멈출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 제도 변화에도 효율적으

로 대처하는 지혜와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들의 마음을 학회 중심으로 모으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많은 스포츠 경기에서 경험하였듯이 몇몇의 스타 선

수만으로는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이루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은 분명히 제15차 WFNS 세계 

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를 오는 9월 서울에서 성대히 치를 수 있을 것입니

다. 

모쪼록 이 곳 대구의 자랑인 팔공산 자락에서 화합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치

러져서 우리 학회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원들께서는 팔

공산의 정기를 한껏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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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NS관련위원회) 박철기, 백광흠, 서의교, 심숙영, 양승호, 정현호, 최승원, 설호준(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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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재난관리위원회) 이정호(간사)
특  별  이  사 강성돈(위원장), 강희인, 김석원, 김성호, 김승민, 김용배, 박인성, 신승훈,
(전공의수련규정개정위원회) 임동준, 엄기성(간사)
특  별  이  사 변진수(위원장)
(표준지침제정위원회)
특  별  이  사 염진영(위원장), 김근수, 서보라, 성재훈, 유찬종, 이경석, 이상구, 이진석,
(장애판정위원회) 조용준, 황선철, 최승원(간사)
특  별  이  사 장일태(위원장), 성연상(부위원장), 오명수, 이동걸, 장지수, 조보영, 
(신경외과전문병원 및 봉직의 관련위원회) 최기석, 박철웅(간사)
특  별  이  사 정 신(위원장), 김영돈, 김은영, 방재승, 양승호, 이기택, 이종명, 정현호,
(학술상위원회) 조성진, 조영현, 최승원, 한인호, 문경섭(간사)
특  별  이  사 정용태(위원장), 안영환(부위원장), 고현송, 김긍년, 김상우, 이정길, 전상룡,
(신경외과명칭개정위원회) 조용준, 최병관, 허 륭, 조철범(간사)
특  별  이  사 최하영(위원장), 김긍년, 김인영, 김종규, 이태규, 조철범, 한인호, 
(관련학회조정위원회) 이종명(간사)

별정직위원회
학술지편집위원회  박정율(위원장), 권택현, 김영백, 김은영, 김정훈, 류경식, 문창택, 박세혁, 

송근성, 심기범, 오창완, 윤수한, 이무섭, 이선일, 정천기, 주진양, 최기환, 
최하영, 김상대(간사), 박용숙(간사)

교과서편찬위원회  김범태(위원장), 윤승환(부위원장), 김정은, 박재찬, 박종태, 원유삼, 유 헌, 
이상구, 임동준, 임수빈, 장경술, 장원석, 정진환, 조병문, 최병관, 최석근, 
이기택(간사)

역사편찬위원회  이영배(위원장), 고준경, 김석원, 민경수, 박승원, 백광흠, 유 헌, 이호국, 
이윤수, 황선철, 허필우, 남택균(간사)

특별위원회
CNS창설위원회  오창완(위원장), 김태선(부위원장), 김승기, 박재찬, 서대희, 설호준, 안재성, 

이관성, 이상원, 이재환, 황수현, 황교준(간사)
경쟁력강화위원회 정진명(위원장)
보험관련총괄위원회  김주승(위원장), 고 용(공동위원장), 성재훈(부위원장), 이상구(부위원장), 

이종오(부위원장), 박관호, 양승민, 이재학, 장재칠, 조광욱, 최석근, 이상국(간사)
상대가치위원회 박현선(위원장), 보험위원과 공유
여의사위원회  박문선(위원장), 김은영(부위원장), 박용숙, 박은경, 심숙영, 이지연
자 문 위 원 회 이상원(위원장), 김태성, 오성훈, 오세문, 임영진, 최낙원, 최천식
자 보 위 원 회  박 관(위원장), 박진규(부위원장), 고 용, 김근수, 김영백, 김영수, 김우경, 

도재원, 박정율, 손병철, 어 환, 오세문, 이경진, 이상원, 조경근, 김승범(간사)
재 정 위 원 회 이승훈(위원장)
회칙개정위원회 도재원(위원장), 김승민, 김주한, 박형기, 송준석, 최승원, 김라선(간사)

분과학회
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최하영(회장), 허 륭(총무), 김성호(학술) (2013.3~2014.3)
뇌 종 양 학 회 김오룡(회장), 이창훈(총무), 권정택(학술) (2012.7~2013.6)
뇌혈관외과학회 김재민(회장), 김종수(총무), 김범태(학술) (2013.3~2014.2)
소아신경외과학회 정진명(회장), 김동석(총무), 김승기(학술) (2012.5~2013.5)
척추신경외과학회 도재원(회장), 김성민(총무), 김은상(학술) (2012.9~2013.9)
신경손상학회  황 금(회장), 김세혁(총무), 정진환(학술) (2012.6~2013.6)
뇌혈관내수술학회 권오기(회장), 전영일(총무), 고준석(학술) (2011.12~2013.12)
노인신경외과학회 나형균(회장), 박인성(총무), 장진우(학술) (2013.2~2015.2)
신경통증학회  조경석(회장), 윤영설(총무), 이태규(학술) (2012.4~2014.4)
말초신경학회  조용준(회장), 장재칠(총무), 양희진(학술) (2012.11~2013.11)

지 회
서울·경인지회 김주승(회장), 김재민(총무) (2013.3~2014.3)
대구·경북지회 김성호(회장), 김대현(총무) (2013.1~2014.1)
부산·울산·경남지회 전병찬(회장), 정영균(총무) (2013.1~2013.12)
대전·충청지회 정철구(회장), 김현우(총무) (2012.1~2013.12)
호  남  지  회 강성돈(회장), 김대원(총무) (2013.3~2014.3)

파견대의원 및 대표
대한의학회 평의원  정용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정용구, 임영진(교체평의원)
대한병원협회 신임위원 정용구, 박윤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용구, 임영진, 전신수, 장진우
세계신경외과학회 대의원 이규성, 박춘근, 오석전, 왕규창
아시아대양주학회 대의원 이규성, 박춘근, 오석전, 왕규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변박장

임원
  명단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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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학회 Desk Calendar 제작

2013년도 학회 Desk Calendar를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우송하였다. 학회 Desk 

Calendar에는 2013년도 국내외 신경외과 관련 주요 학술대회 일정, 대한신경

외과학회 중요행사 일정 및 학회 관련 기관의 연락처(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과 

사무국 연락처, 각 분과학회, 지회 연락처 및 수련병원 안내)를 포함하고 있으며 

간단한 메모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2012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상 수상자 명단

2012년 10월 18일(목)에서 20일(토)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2차 

추계학술대회에서 9개 부문 영예의 학술상 수상자들이 결정되었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1.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상 (전체) : 조경일, 문희수, 전형준, 박  관, 공두식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Spontaneous intracranial hypotension : Efficacy of radiologic targeting vs 

blind blood patch

2.  이헌재 학술상 (혈관) : 황승균, 황교준, 오창완, 진성철, 박  현, 방재승, 권오기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Endovascular Treatment for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s in Elderly 

Patients: Single-Center Report

3.  이주걸 학술상 (기초) : 장진우, 정다운, 장원석, 황용섭, 이동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Decrease of GABAergic Markers and Arc Protein Expression in the Frontal 

Cortex by Intraventricular 192 IgG-Saporin

4.  우정현 학술상 (전체) : 박재찬, 강동훈, 전보영 (경북대학교병원)

  Superciliary keyhole surgery for unruptured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 aneurysms with oculomotor nerve palsy: attractive option to 

maximize symptomatic resolution and minimize surgical invasiveness

5.  이인수 학술상 (Young Neurosurgeon) : 최기영, 정태영, 정  신, 김영희,  

문경섭, 김인영, 강삼석, 이경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Prognosis of oligodendroglial tumor with ring enhancement showing 

central necrotic portion

6.  가톨릭 인봉상 (전체) : 박영석, 장종희, 장진우, 박용구 (CHA의대 분당차병원)

  The efficacy of gamma knife radiosurgery for advanced gastric cancer 

with brain metastases.

7.  심보성 학술상 (종양) : 김영훈, 박철기, 조원호, 김인아, 최기영, 박성혜, 

김일한, 김동규, 정희원, 김재용 (분당서울대학교병원)

  Temozolomide during and after radiation therapy for WHO grade III 

gliomas: preliminary report of a prospective multicenter study

8.  정환영 학술상 (척추) : 박진훈, 김대열, 성인영, 최경효, 전민호, 김광국, 

전상룡 (울산대학교 강릉아산병원) 

  Long-term Results of Spinal Cord Injury Therapy Using Mesenchymal 

Stem Cells Derived From Bone Marrow in Humans

9.  임언 학술상 (전체) : 김명진, 정준호, 김성림, 노홍기, 권배주, 김범수, 김태형, 

김병문, 신용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Stenting from the Vertebral Artery to the Posterior Inferior Cerebellar Artery

대한신경외과학회-하나은행 제휴 플래티늄카드
사용에 따른 학회 발전기금 적립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이미 하나은행과 하나비자 플랜티늄카드에 대한 계약을 체

결하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여 플래티늄카드의 여러가지 기본

적인 서비스 외에도 대한신경외과학회 로고를 포함시켜 신분증으로서의 기능

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하였다. 이 카드는 계약 당시 회원들의 카드 이용 금액의 

0.2%를 별도 적립하여 대한신경외과학회의 발전기금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신경외과학회-하나은행 제휴카드 2012년 사용 액에 대한 학회 발전

기금 11,089,704원이 2013년 2월 21일 학회로 입금되었다. 앞으로도 회원 여

러분의 사용실적에 따라 학회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신임전문의 오리엔테이션 개최

올해 처음으로 지난 2월 전문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임전문의 워크샵을 시행

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군-공보의의 경험담과 개원가에서의 노하우 등에 관하여 

강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일시 : 2013년 2월 7일(목),  장소 : 서울성모병원 대강당

학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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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및 임원회의
2012년 10월 17일_송도 컨벤시아

 •  World Neurosurgery 구독에 관한 건 (1인당 40불)

 - 결정사항 :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청원서-회장 후보관련 (강북삼성병원 최천식 교수)

 - 결정사항 : 학회 조례에 대하여 김상진 법제윤리이사의 설명 후 철회 

 •  학회 건의문에 관한 건-고신대,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한라병원

 - 결정사항 :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임원 후보 추천

 1) 차기이사장(2014~2016) 후보추천 - 임영진, 정천기 후보로 선출 함 

 2)  차기회장(2013~2014) 후보추천 - 서울·경인지회에서 2인 추천함 

  (오세문, 이상호 후보)

이사회
2012년 10월 17일_송도 컨벤시아 

 •  신임이사추천에 관한 건

 - 대한뇌종양학회회장 김오룡 

  -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회장 정진명 (*현재 감사로 감사 임기가 종료 되면 

이사직 수행)

  - 대한신경손상학회 회장 황금  대한신경통증학회회장 조경석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회장 도재원 성균관대 주임교수 신형진

 - 연세대 원주의대 주임교수 황금 순천향대 주임교수 도재원

 - 전북대 주임교수 은종필  건국대 주임교수 문창택 

 - 가톨릭대 주임교수 전신수  한양대 주임교수 김영수

 - 봉생병원 과장 박강화  국립중앙의료원 과장 좌철수

 - 결정사항 : 인준함 

 •  World Neurosurgery 구독에 관한 건 (1인당 40불)

 - 결정사항 : 학회 회원들께 공지하여 12월에 학회에서 보내기로 결정함

 •  청원서-연차당 1명의 수련하는 수련병원 책임과장 제출

 - 결정사항 : 이사장 보고로 대체함

 •  학회 건의문에 관한 건-고신대,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한라병원 

 - 결정사항 : 이사장 보고로 대체함

 •  임원선거

 1) 차기이사장(2014~2016) 선출 (임영진, 정천기)

  - 결정사항 : 경희대 임영진 교수 선출

 2) 차기회장(2013~2014) 선출 

  (후보 - 서울·경인지회 : 오세문, 이상호 / 정회원 50인 이상 추천 : 최낙원)

  - 결정사항 : 성북성심병원 최낙원 원장 선출

2012년 11월 8일_서울성모병원 세미나실 (B1)

 •  이사장 주요 공약에 대한 설명 및 보고

상임이사회
2012년 11월 8일_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606호 

 •  신임 상임이사 및 임원 소개

 - 상임이사회 일정 결정 (매월 2주째 금요일 오후 4시)

 - 신임 각 위원회별 구성 및 인수인계에 관한 기본 준수 요청

 -  각 상임이사 업무계획 및 추진 방향 제출 요망   

 (기한 : 2012년 12월 6일 목요일)

 •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 제안서 보고

 •  2012년 11월 6일(화) 인수인계 완료 보고

상임이사회
2012년 12월 7일_학회사무국 회의실

 •  뇌혈관내수술 인증에 관한 보고 (권오기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회장) 

 - 인증제도 필요에 대한 설명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인증제도 준비)

  : 적절한 수련과정와 규정이 필요하다

  : 대한심장학회의 예를 소개

  : 뇌졸중학회에서 인증제 개시

 - 뇌혈관내수술 인증의/인증기관/인증의 수련기관 기준 제시

 - 결정사항 :  1월 상임이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결정은 유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경쟁력 강화 관련 

 - 설명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함을 강조, 점차 신경외과의 영역이  

 침범 당하고 축소

 - 명칭 개정 

 - 신경외과 영역 확대 

   대상 진료 영역의 선정/수련 교육의 적용/언론 홍보를 통한 신경외과의 영역 공표

  척추분야의 심평원 삭감이 문제. 지역마다 삭감의 기준이 들쭉날쭉하다 

  삭감에 적극적인 대응(홈페이지에 인터넷을 통해 과잉 삭감 신고)

  학회 차원에서는 과잉 진료에 제재가 필요한 시기다

 - 전공의 수련 질적 개선

 -  개원의와 봉직의 교육이 선행 조건 이를 위해서는 지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

 -  개원의 상임이사 개원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회의 협조가 필요

   이에 따라 향후 2년간의 지방에서의 개원의 연수 교육의 일정을 잡고자 한다

 -  역사편찬위원회위원장 : 신경외과학회의 원로분들과의 동영상 인터뷰를 

남기도록 하겠다

 •  여비 및 출장비 규정변경 (학회 규정사항)

 ①  학회의 공식 회의에 참석하는 임원 및 직원에게는 별표1에 정한바와 같이 

회의참석 여비를 지급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학회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지회 및 연구회 회의

  2. 정기학술대회기간 중 학술대회 장소에서 회의가 열리는 경우

 ② 별표1의 지급액은 상임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별표1. 회의참석 여비(조정안)

거주지역 여비 지급액 거주지역 변경사항

서울·경기 거주자 30,000원 서울·경기 거주자 30,000원

대전·충청 및 강원 거주자 70,000원 대전·충청 및 강원 거주자 70,000원

호남·영남 및 제주 거주자 100,000원 전주 거주자 100,000원

광주·대구 거주자 120,000원

부산·제주 거주자 150,000원

- 결정사항 : 회의참석 여비의 현실화를 위해 조정하여 지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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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및 임원회의 
2013년 1월 17일_삼성의료원 암센터 지하2층 제1강의실 

 •  추계학술대회 장소 및 일시 및 2014년 춘계학술대회 장소에 관한 토의

 -  2014년 춘계학술대회의 장소는 제주의 4개 후보지를 좀더 확인 후 다음 

상임이사회에서 보고 하기로 함

 - 결정사항 : 추계학회는 10월 25~27일, 쉐라톤워커힐로 결정

 •  수련병원규정위반시 처벌 사항

 ①  해당 수련 병원의 이사 자격 박탈에 관하여 : 주임교수가 타 병원 이사일  

 경우는 제외되어야 함

 ② 학회 활동 제한에 관하여: 실효성 유무 판단

 ③ 2회 이상 위반 시 자격 박탈에 관하여

 - 결정사항 : 다음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  분과학회(뇌혈관내수술학회) 인증 제도에 관한 건 

 - 결정사항 : 다수결에 따라 승인하기로 결정 함

 •  2011~13년도 전공의 신규 배정병원의 신규 수련병원 인정 여부 

 - 좀 더 충분한 토의가 필요함

상임이사회
2013년 2월 7일_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608호

 •  재정위원장 제안 학회기부금 관련 건

 - 결정사항 :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과 상의하여 진행하기로 함

 •  수련병원규정위반시 처벌 사항 :

 ①  해당 수련 병원의 이사 자격 박탈에 관하여 : 주임교수가 타 병원 이사일  

 경우는 제외되어야 함

 ② 학회 활동 제한에 관하여: 실효성 유무 판단

 ③ 2회 이상 위반 시 자격 박탈에 관하여 

 -  결정사항 : 수련병원규정위반에 관한 패널티 법제화에 대한 사항은 다수

결에 의해 찬성함 (문구에 대해서는 좀 더 다듬어 다음 상임이사회 및 이

사회에서 규정을 변경하기로 함)

 •  2011~13년도 전공의 신규 배정병원의 신규 수련병원 인정 여부

 - 결정사항 : 4월 이사회에서 인준하기로 함 

상임이사회 
2013년 3월 7일_대구 인터불고 EXCO 호텔

 •  각 분과학회장님 간담회 개최 (10개 분과학회 중 소아 및 신경통증 제외한 8개 

분과회장님 참석)

 ① 전공의 숫자 적극 늘려야 함

 ② 전공의 수련목표에 혈관내 수술포함 

 ③ major 수술에 대한 개념 재정립 

 ④  홈페이지 분과학회 이용 가능성 검토 : 본학회 홈페이지에 링크를 원하는  

 분과학회가 있다

 ⑤ 심평원 척추심사위원 증원 요청 

 ⑥ 고시 구술시험 조정(기본적 문제포함) 

 ; 분과학회, 지회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  학회지 관련 협조사항 (이사장 협조 요청 사항)

  학회지에서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 학회지의 광고 유치를 해야 하고 

상임 이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요청

각 위원회 중요 활동 사항
총무위원회

 •  2013년도 학회력 및 학회 일정에 대한보고

 •  상임이사 제주도 워크샵 보고

 ①  학회 사무국과 총무위원회에서 학술대회 주도

 ② 학회 수입원 확대 - 홈페이지 배너 광고 활용

 ③ 회의비 현실화 - 서울 3만원 / 지방 KTX 비용 지금

 ④  임원 활동 지원 강화 - 위원회 위원 1인당 7만원 년간 4회 지급

 ⑤ 회원 친선 강화 - 학술대회 전야제 및 원로 만찬 부활

  - 심평원 비상근심사위원 추천 (3명 위촉에 8명 추천) 

   고 용, 김주승, 박현선, 박윤관, 박 관, 오창완, 오석전, 이상원 

  - 임명장 제작 완료 

 • 춘계학술대회 관련 보고

 ① PCO업체 선정 - 3개의 업체중 IB기획으로 선정함

 ② 기획사와 학회에서 사전답사 예정

 ③ local committee와의 긴밀한 회의가 필요 (전야제, 만찬 및 공연)

 ④ 사전답사 보고 

 ⑤ 학술대회 어플 관련 보고

 ⑥ 대구컨벤션뷰로에서 1천만원 지원금 확정

 ⑦ 3월 4일 사전등록 시작 (마감일 : 3월 17일) 

 • 총무위원회 개최 (2/19)

 •  하나SK카드 2012년도 학회발전기금 지원 (11,089,704원) : 2012년 제휴카드 

실적의 0.2% 

 • 국외학회 참가지원에 관한 건 

 • 학술대회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 3월 14일(목), 장소: 학회사무실

 - 내용 : 2013년 춘계학회 전반에 대한 검토 및 보완

 - 참석자 :  아이비기획, 이사장, 학술이사, 학술간사, 총무이사, 총무부위원장,  

 총무간사, 한필녀 국장

 • 제53차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 

 - 일시 : 2013년 10월 25일(금)~27일(일)

 - 장소 : 쉐라톤워커힐호텔

고시위원회

 • 사진문제 및 필기시험 문제 출제 의뢰

 •  2013년 전문의 시험 응시자 서류심사 및 제출 (총 113명 응시, 2명 재시 포함)

 • 전문의고시 사진문제 선정 작업 : 11월 21일(수)~23일(금), 학회사무실 

 •  사진문제 인쇄 일정 : 12월 11일(화)~14일(금), 아람에디트 / 고시이사, 

고시간사 감독 및 최종 검증 

 • 제56차 전문의고시 1차 필기시험 선택 작업 

  2013년 1월 7일(월)~1월 10일(목), 양평 한화콘도, 160문제 (주관식40, 객관식120)

 •  2013년 제56차 신경외과 전문의 고시 결과 : 111명, 2명 (2차시험 재시)  

- 113명 전원 합격  

 •  고시위원회 워크샵 개최 예정 : 4월 19일(금)~20일(토) / 천안상록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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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교육위원회

 •  지도 전문의 교육안 수정 보완 제출 (12. 10. 31.)

 •  병협 병원신임위원회 2013년도 전공의 배정 (안)에 대한 학회 추가 의견 제출 

(12. 11. 01)

 •  대한의학회 2012년도 제2차 학회수련교육이사 워크숍 참석 (2012. 11.09) 

 •  NR제도에 관한 신경외과 전공의 수련기간 결정을 위한 재표결 (2012. 11. 19)  

 •  2013년도 전공의 배정 통보 (2012 11. 16.)

 •  4년차 전공의 연수교육 시행 (1~4차, 2012년 10월~11월)

 •  한강성심병원 전공의 (1~3년차, 12월, 3개월) 동탄성심병원 파견승인 

(2012. 11. 12.)

 •  제 1 차 수련교육위원회 개최 (12. 12. 17.)

 •  2013년도 전공의 파견수련 인정 가능 대상병원(기관, 인제대서울백, 제주대)

에 대한 조회- 불승인(2013. 2. 7.)

 •  2013년도 전공의 파견수련에 대한 학회의견 조회 (신청기관 : 강원대, 대상자 

: R3 장00, 대상기관 : 서울대(6월, 4주), 삼성서울(9월,4주), 처리사항 : 승인) 

(2013. 2. 22.)

 •  2013년도 전공의 이동수련에 대한 학회의견 조회 (한강성심, 대상자 : 2~4

년차, 3인, 개시일: 2013. 3. 1., 대상기관 : 동탄성심병원) 승인 (2013. 3. 7.)

 •  2013년도 전공의 파견수련에 대한 학회의견 조회 (신청기관 : 중앙보훈병원, 

대상자: R4양00, 대상기관 : 서울아산병원(5월, 2개월), 처리사항 : 승인) 

(2013. 3. 11.)

 •  2013년도 전공의 파견수련에 대한 학회의견 조회 (신청기관 : 울산대, 

대상자 : R4 박00 , 대상기관 : 서울아산병원(5월, 1개월), 처리사항 : 승인) 

(2013. 3. 13.)

 •  2013년도 전공의 중간평가 시행 (2013. 3. 23.)

보험위원회 

 •  심평원

  - Orbit Galaxy Detachable Coil 의견요청 회신

  -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관련 의견요청 회신 건

  -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관련 자료 요청 회신 건

  - Flow-diverter 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관련 의견조회 회신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고 용)

 •  의협

  - 의료행위심의위원회의 참석 (조병문) 

  - 의료행위 재분류회의 참석 (고  용, 박봉진)

  - 의료행위 재분류를 위한 보험위원회의 1차, 2차 개최 

  -  의료행위재분류 : 신경외과 항목 150에서 260 이후 370으로 세분화하고  

 추가 재분류

 •  상대가치위원회

 ① 초음파 행위분류 수정 보완 중

 ② 상대가치연구단 - 박현선 교수/ 상대가치위원회 - 고 용 교수 

 ③ 의료행위분류연구팀 - 박봉진 교수/ 의료행위심의위원회 - 조병문 교수

 •  환자분류체계 연구용역 학회 간담회 개최 (3인 참석 예정 - 박현선, 진동규, 

김창현) 상대가치위원회 박현선 위원장이 담당할 예정

 •  ‘제4차 초음파행위분류 Working Group 회의’ 조병문 교수 참석 - 2월 21일

(목) / 의협7층사석홀

 •  식약청 : 심부체강창상피복재(유착방지제) 전문가 추천 - 조병문 교수  

 •  의학회 : 의료기술 비교효과연구 2013년도 수행 과제 선정 및 PI (연구과제 

책임자) 추천 건

  주제 : 경동맥 협착증 환자에서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이 경동맥 내막 절제술에 

비하여 비용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박현선 교수 

 •  복지부 : ‘말초신경자극술’ 관련 ‘결정행위의 조정신청서’ 제출 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세유지보조기 보험급여기준, 급여대상 관련 의견요청 

회신 

법제윤리위원회

 •  전공의수련규정 중 수련병원 규정 위반에 관한 사항을 상임이사 및 이사회를 

거쳐 추가할 예정임

학술지편집위원회 

 •  2011년 우수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부상을 전달하였음 (최병관, 고준석, 진동규, 

곽호신, 장웅규)

 •  1년에 2번 시행되는 대한신경외과학회 JKNS 편집위원회 워크샵이 춘계학술

대회 기간 동안 개최 (2013. 4. 11 2pm~4pm)

교과서편찬위원회

•  교과서편찬위원회는 김범태 교수를 위원장으로 모두 16명의 교수로 이루어

져 있으며, 신경외과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을 설명하는 책을 

(수술 Atals) 만들 계획입니다. 내용은 영어로 작성 할 예정이며, 가능한 세분

화 하지 않고 기본적인 신경외과 수술에 대한 설명을 기술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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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

 • 소아신경외과학회 증례집담회
 - 일 시 :  2012년 11월 16일 

 - 장 소 : 강원대학교병원, 춘천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기초연구회
 - 일 시 :  2012년 11월 30일~12월 1일 

 - 장 소 : 장 소 : 강원대학교병원, 춘천

 • 2013년 3월 1일부터 강원대학교 어린이병원 개원
 소아신경외과 개시 : 담당 교수 (박승우, 김인경)

가톨릭대병원

 •  김문찬, 백민우 교수 정년퇴임 기념     
6th Catholic Neurosurgery Update 성료 (2013. 2. 23) 

  지난 2월 가톨릭의대 신경외과학교실의 교수로 30여년간 재직하시면서 의

학연구와 환자 진료, 대한신경외과학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셨으며 후

학을 양성에 매진해오신 두 교수님의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맞아 정위기능과 

뇌혈관외과학 분야의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연자들과 

일본 연자 3명 미국 연자 1명을 초청하여 최신 지견과 임상경험 및 연구결

과들에 대하여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2012년 신경외과학교실 동문 송년회
 - 신임 동문회장 : 성우현 (인천산재병원)

 - 부 회 장 : 신유홍 (동수원병원) 

 - 남천학술상 : 손병철 교수 / 상금

 - Leon Wiltse Award : 류경식 교수 / 상금

 - 우수교원상 (Best Teaching Professor)

  : 학생교육 - 유도성 (의정부성모병원) 

  : 수련교육 - 성재훈 (성빈센트병원)

  : 전공의강의 - 조광욱 (부천성모병원)

 -  우수전공의 : 주임교수상 박재현 (인천성모병원 3년차) / 2013년도 해외 단기연수

  동문회장상 김영지 (청주성모병원 2년차) / 상금

  단송 강준기상 양세연 (서울성모병원 1년차) / 상금

 •   Catholic Neuromodulation Symposium 
  - 일 시 : 2012년 10월 21일(일) 

 - 장 소 : 서울성모병원 별관 2층 대강당 (구, 강남성모병원 건물)

 •  신경외과학교실 “전공의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
 - 일 시 : 2012년 11월 10일(토)

 - 장 소 : 가톨릭의과학연구원 1003호 강의실

 •  신경외과학교실 척추 심포지엄
  - 일 시 : 2012년 12월 1일(토) 

  - 장 소 : 서울성모병원 별관 2층 대강당 (구, 강남성모병원 건물)

동아대병원

 • 동아대 병원 4년차 정연성, 유재원 전문의 시험 합격
 • 정연성 공보의 유재원 군의관 입대

서울대병원

 • 6th Asian Epilepsy Surgery Congress
  - 일 시 : 2013년 11월 9일~10일

 - 장 소 : Inje University Haeundae Paik Hospital, Busan, Korea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 의학과 1학년 신경해부학 실습 카데바 뇌적출 행사
  - 일 시 : 2012년 11월 6일

 - 장 소 : 천안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

   의학과 1학년 해부학 강의 과정 중에 가장 빛나는 시간이라면, 단연 신경

해부학 실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귀중한 시간에 해부학 교실과 신경외

과 교실이 합동으로 실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생들과 뜻 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다. 신경해부학 실습을 위해 뇌적출을 시행하는 행사에 신경외과 김범

태 교수와 신동성 교수가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신경외과적인 개두술의 기

본과 생체와 사체와의 차이점, 기본 신경수술 해부학 등을 강의하고 학생

들과 같이 뇌적출을시행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신경해부와 신경외과에 대한 관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좋은 계

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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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도 신경해부학강좌 개최

  - 일 시 :  2012년 11월 26일

 - 장 소 : 부천병원 순의홀

   매년 겨울 개최되어 신경계 관련 의료인들에게 큰 호흥을 얻고 있는 신경

해부학강좌가 작년보다 15일 정도 늦은 11월 말에 부천병원에서 개최 되

었다. 이번 강좌에서는 작년에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던 순천향대학교 해

부학교실과의연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타 학교 해부학 교실 교수님들과 임

상 각 분야의 실력있는 내,외부 강사분을 초청하여 좀더 심도있는 강좌를 

진행하였다. 특히 해부학교실과의 연계 및 의학과 해부학실습의 신경외과 

교실 참여 이후로 의학과 학생들의 신경해부학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

하여, 작년보다 더 많은 인원의 의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려운 신경외과 의료현실 속에서도 어둡지만은 않은 신경외과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작년 강의에서가장 이슈가 되었던 해부학교실의 brain 

cadaver sectional cutting을 좀 더 체계화 하여 발전하고 있는 해부학 강

좌를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순천향대학 부속 4개 병원 집담회
  - 일 시 : 2012년 11월 30일

 - 장 소 : 순천향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실의 학문적 내실을 다지고, 흩어져 있

는 교실원들의 우호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시간인 4개 병원 집담회가 서울

병원에서 열렸다. 각 병원의 유익하고 흥미있는 연구와 증례를 토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집담회 후에는 식사자리를 통하여 교실원

들의 우호를 다지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 신경외과 신년 하례식 

  - 일 시 : 2012년 1월 1일

 - 장 소 : 서울 대가방

   2012년 뱀의 해를 여는 첫날, 교실의 원로 교수님을 모시고, 4개병원 신

경외과 교수 및 의국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을 축하하고 덕담을 주고 

받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 캄보디아 WFNS education program 참가
  - 일 시 : 2013년 1월 21일

 - 장 소 : 캄보디아

   순천향 부천병원의 김범태 교수와 임수빈 교수가 WFNS에서 주관하는 캄

보디아 신경외과의 교육프로그램에 세계각국 신경외과 의사들과 같이 참

가하였다. 특히 현재 전국에 17명의 신경외과전문의만이 존재하는 캄보디

아에서 6명의 신경외과 fellowship을 배출한 순천향 부천병원 신경외과의 

소중한 경험을 살려, 캄보디아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캄보디아 

의사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 전공의 4년차 퇴국식
  - 일 시 : 2013년 2월 6일

 - 장 소 : 서울 수라온

   순천향대학교 신경외과 전공의 4년차의 퇴국식 행사가 원로 교수님과 신

경외과 의국의 여려교수님, 의국출신 동문들을 모시고 서울 수라온에서 개

최되었다. 올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4년차 전공의(이진영, 심재헌, 최인

재)들은 이자리를 통하여서 지난 4년 간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

음을 표현하였고, 참석하신 여러 교수님 및 전공의, 간호사들은 퇴국하는 

의국원들의 전문의 시험을 합격을 축하하고, 전문의로써 새로운 길을 격려

하는 뜻 깊은 자리를가졌다.

 • 김범태 교수 순천향 의과대학 총동창회장 취임
  - 일 시 : 2013년 2월 16일

 - 장 소 : 순천향서울병원 동은대강당

   순천향의대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순천향 부천병원 김범태 교수가 제10대 

의과대학 총동창회장에 취임하였다. 김범태 교수는 취임사를 통하여 ‘모
교에 봉사하라는 소명으로 알고 회장직을 수락하였으며, 3000여명에 이

르는 동창회원들과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동창회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

다’고 밝혔다.

 • 신임 1년차 전공의 오리엔테이션
  - 일 시 : 2013년 2월 23일

 - 장 소 : 강화도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1년차 

신임전공의 오리엔테이션이 강화도에

서 있었다. 특히 이번 오리엔테이션에

서는 1년차로써 필요한 의학적 지식

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천

안 순천향병원 이경석 교수님을 모시

고 의학윤리에 대해 듣고, 소홀해 지

기 쉬운 의사의 윤리의식을 다시한번 

되새김 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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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교원발령
  2013년 3월 1일자로 순천향 부천병원 신경외과에 정재훈 교수가 부교수로 

새로 발령을 받았다. 정재훈 교수는 경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림대 동

탄병원에 재직하였으며, 이번에 순천향 부천병원에 근무하게 되었다.

영남대병원

 •  제17회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연구회 심포지엄   
Clinical Update in Parkinson’s Disease and Alzheimer’s Disease 
: Diagnosis & Neurological Treatment

 - 일 시 : 2013년 2월 16일(토) 오후 1:00~6:00

 - 장 소 : 영남대학교병원 1층 이산대강당 

 •  영남대학교의료원 노발리스티엑스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 일 시 : 2012년 9월 7일(금) 오후 3:00~5:30

 - 장 소 : 영남대학교의료원 1층 이산대강당

연세대 원주의대 원주기독병원
 •  병원명칭이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에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3. 2. 1)

중앙대병원
 •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 개최 (201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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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NS 2013

“홈페이지 (www.wfns2013.org) Renewal Open!” 
내년 9월 8일부터 13일 기간 중, COEX Center 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 (영문 약칭: WFNS2013)’ 
홈페이지가 renewal open 되었습니다. 

 

“6월, 온라인 초록 제출 시작!” 
금년 6월부터 WFNS2013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초록 제출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초록 제출 시스템 완료 후, 회원님들께 개별 공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Scientific Program Highlight”
WFNS 2013 기간 중, 다양한 초청 강연 (plenary, breakfast, main topic, interactive session) 과 자유 연제 발표뿐 아니라, 

기존의 WFNS World Congress 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 3D Session 
  Cerebral Vascular Surgery, Brain Tumor Surgery including Skull Base Tumor, Spine & Functional Neurosurgery, Endoscopic Surgery 의 4개 

주제와 관련된 세계 유수 병원의 3D 수술 장면을 상영하는 세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가들의 생생한 수술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본 세션은 Anatomy 의 대가인 Rhoton 선생님의 강연이 있을 예정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유료 세션 진행 예정)

■ Session for Allied Health Professionals 
  본 세션은 Neurosurgical Team 으로 회원님들과 함께 일하시는 간호사, 기사 및 관련 의료종사자를 위한 세션으로 총 3일에 걸쳐 History of 

Neurosurgery, Basics in Neurosurgical Disease, Updates in Evaluation & Management for Neurosurgical Patients 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 집니다. 

특히,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동시통역 (영-한)이 제공되니, 함께 일하시는 간호사, 기사 및 연구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Educational Session for Young Neurosurgeons
  본 세션은 후원 세션으로 진행되며,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대가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세션으로 준비될 예정입니다. 각 병원의 젊은 선생님들께

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세션은 무료 세션으로 진행되지만, 참석 자격(연령) 제한이 있을 예정입니다.

해외 학회 참석 시 WFNS2013 관련 홍보 PT 사용 및 책자 (포스터) 배포 관련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WFNS2013 사무국 (전화 02-538-2042~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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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2012~2013년 대한 척추신경외과학회 신임회장 및 상임이사 명단

회장 도재원

부회장 성주경

총무 김성민

학술 김은상

재무 이상구

보험 진동규

전산정보 이정길

수련 이승명

대외협력 신현철

법제 백광흠

의료평가 김대현

회원관리 조용준

자보 및 장애평가 장재칠

감사 임재현

감사 조용재

 •  2013년 척추상임이사회 신년하례회 개최

  - 일 시 : 2013년 1월 11일(금요일)로 확정, 저녁 6시 30분

  - 장 소 : 삼성동 대웅제약 베어홀 및 윈카페

 •  척추 변형연구회 
  • 정기 집담회 

   - 일 시 : 2012년 11월 23, 24일

   - 장 소 : 대전 유성호텔

  • 정기 학술대회

   - 일 시 : 2013년 1월 26일 토요일

   - 장 소 : 신촌세브란스 병원 대학원 강의실

   - 제 목 : "balance with spondylolisthesis"

  - 해외 초청연자

   1. Hubert Labelle, MD, Professor of Surgery, University of Montreal

   2. Yongjung Jay Kim, MD,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Columbia

  - 경희대 김성민 교수가 2년간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됨

 

 •  기초연구회
  제3회 기초연구회 동계심포지움 개최 

   - 일 시 : 2012년 11월 30일 (금)~12월 1일 (토)

   - 장 소 : 강원대학교병원 암센터 대강당

   - 주 제 : Stem cells and regeneration

분과
학회 및
지회소식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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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변경 

김재민(한양대 구리병원) :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회장으로 취임 (2013. 2)

김충현(한양대 구리병원)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 (2013. 1) 

변진수(연세대 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주임교수 발령 (2013. 3)

황  금(연세대 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기획조정실장 발령 (2013. 3)

김종연(연세대 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임상조교수 발령 (2013. 3)

오지웅(연세대 원주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임상조교수 발령 (2013. 3)

박영섭(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 의무원장 발령 (2013. 3)

김종태(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 신경외과장 / 척추센터장 발령 (2013. 3)

장경술(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 뇌신경센터장 발령 (2013. 3)

성경수(동아대병원) : 임상강사 발령 (2012. 5)

엄동웅(인제대 해운대백병원) : 임상강사 발령 (2013. 3)

이수한(인제대 해운대백병원) : 임상강사 발령 (2013. 3)

신  호(조선대병원) : 정년퇴임식 (2013. 2. 18)

김영규(충북대병원)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으로 근무  

(2011. 3~2013. 2)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 의생명

과학경영 융합대학원장으로 연임 (2013. 3 ~ 2015. 2)

김성호(영남대병원) : 영남대의료원 기획조정처장 (2013. 2)

김상우(영남대병원) : 의료원 진료협력실장 (2013. 2)

정영진(영남대병원) : 영남대학교 전임교원 발령 (2013. 3. 1)

권정택(중앙대병원) : 중앙대병원 신경외과장 취임 (2013. 1)

최석근(경희대병원) : 조교수 → 부교수로 승진 

김태성(경희대병원) : 뇌신경센터장 발령 

양지호(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 교수승진 (2013. 4)

근무지 변경 

조원상 : 강원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2013. 3)

김강민 :  서울대병원에서 전임의 수료 (2013. 2) → 강원대병원 임상교수 발령  

 (2013. 3)

남동혁 : 한양대 구리병원 → 인천 성모 병원 (2013. 3)

조철범 : 한림대 성심병원 조교수 →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부교수로 전임 (2013. 3)

김  훈 : 인제대 해운대백병원(2013. 2 퇴직) → 연세 바른 병원 (2013. 3)

최병삼 : 서울아산병원 →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2013. 3)

김용민 :  양산부산대병원 → 진주고려병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2과장발령  

 (2013. 3)

김한규 : 을지대병원 → 고신대 복음병원 전임 (2013. 2)

김창환 : 영남대병원 → 포항성모병원 과장 (2012. 12)

곽경우 : 영남대병원 → 구리아카시아신경외과 과장 (2013. 2) 

박춘근 :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 강동 튼튼병원 명예원장

손병철 :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2013. 3)

조철범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2013. 3)

기타

김헌주(연세대 원주의대 원주의료원) : 2012. 8 퇴직 후 2013. 1부터 이디오피아

에서 의료봉사 시작

조수호(CHA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 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 

(30개국, 약 3,000명 참석)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음. (2012. 10. 25,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

이규성(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 이규성 교수 주최로 세계 신경외과 한림원

(World Academy of Neurological Surgery)제 5차 정기학술대회가 2013년 9월 7

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되며, 20여 개국에서 50여명의 세계적인 

신경외과 석학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WANS는 26명의 창립회원들이 2005 년 

10월에 설립하였다. 세계 각국의 신경외과 전문의 1천 명당 1명이 회원이 될 자

격이 있으며, 5개국이상의 정회원이 추천 한 후보 중 전체 정회원 80%이상의 찬

성표를 얻는 경우 회원으로 선출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창립회원인 이규성교수와 

서울대학교병원 정희원 교수가 정회원이다.

이규성 교수는 2012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아-태 

두개저외과 학술대회에서 아-태 두개저외과학회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될 예정인 제 13차 아-태 두개저외과 학술대회를 기

존에 유치한 제 14차 아-태 신경외과 학술대회와 연계하여 진행 할 예정이다.

개원 

김도형(김영수병원) : 신관 개업, 대표원장 및 대한신경통증학회 상임이사, 서울시 

병원회 상임이사

강북우리들병원 : 강북구 수유동 소재 (개원일 : 2012. 10. 22)

신경외과 : 최원철 병원장, 이호연 병원장, 조지영 과장, 장상훈 과장

대표전화 : 02-6222-1000

홈페이지 : www.gangbukwooridul.co.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gangbukwooridul

강남베드로병원 증축이전 : 강남베드로

병원이 50병상의 구 병원에서 이전 150 

병상의 7층 증축 병원으로 이전 개원하

였습니다. 중풍 디스크 관절 전문병원에

서 각종 종양치료, 최신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 하이푸 치료기를 도입하였으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를 신

설하여 강준기 명예원장, 윤강준 원장을 

비롯하여 전문의 총12명이 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 의료협회 병원으로 그리스도의 이념 실천하에 전국 내지 지역사회 

환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2633 (지하철 분당선 3호선 양재역 4번 출구)

대표전화 : 1544-7522 / 홈페이지 : www.goodspine.org

조성환(가톨릭대 동문) : 바나의료재단 설립 (2013. 5 병원승격)

회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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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승명(조선대병원) : 차녀(이현서)결혼 (2013. 2. 17)

이병훈(중앙대병원 전임의) : 결혼 (2013. 1. 19)

김신재(중앙대병원 전공의) : 결혼 (2013. 3. 16)

윤병만(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 장남 (윤현식) 결혼 (2013. 3. 23)

김성권(서울대병원 전공의) : 결혼 (2012. 12)

김원기(서울대병원 전공의) : 결혼 (2012. 12)

황교준(서울대병원) : 득녀 (2012. 12. 30)

해외연수 

김일섭(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 (2011. 7. 5~2012. 12. 31) Baylor College of 

Medicine, Houston, TX 와 University of Texas, Houston, TX 에서 Daniel H. Kim 

교수님에게 spine 및 peripheral nerve 분야 연수  받고 귀국

박준범(울산대병원) : (2012. 9. 1~2013. 8. 31) Division of Neurosurgery, 

Department of Surgery, The Hospital for Sick Children,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김승범(경희대병원) : 미국 UC Davis 대학 해외연수

류경식(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 (2013.3~2014. 2)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SA)

Newsletter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회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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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에 현실적 도움 제공해야
- WFNS Educational Course in Cambodia 참가 후기 -

김범태, 임수빈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외과 교수

세계신경외과학회(WFNS, World Federation of Neurosurgical Society)가 주관한 ‘WFNS Educational Course in Cambodia’
가 지난 1월 23일(수)~25일(금)까지 3일 동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됐다. 캄보디아 신경외과 회원과 의과대학생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일본·미국·캐나다·인도 등 다양한 국적의 교수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했다. 이 행사는 세계신경외

과학회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권의 개발도상국가 등 상대적으로 의료수준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최신의 의료기술을 교육할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산하 한캄봉사회(회장 신원한, 신경외과 교수)에서11년째 캄보디아 의료봉사

와 의사 연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연으로 캄보디아에는 남다른 애정이 있어서 필자도 기꺼이 강의를 맡았다.

학회의 프로그램은 WFNS와 개최국인 캄보디아 신경외과학회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워크숍에 이어 척추분야, 혈관분야 및 종양

수술 관련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인도에서 오기로 한 일부 연자가 참여하지 않았고 일본에서 준비한 연수

교육 프로그램은 캄보디아의 열악한 의료현실에 동떨어진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필자가 한캄봉사회의 의사연수 사업 및 캄보디

아 현지 의료봉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침 행사장에 본원 신경외과에서 1년씩 연수를 받고 캄보디아 현지에

서 신경외과 의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수생 6명이 참석해 청중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귀국 후 함께 

강연을 진행했던 다른 국가의 교수들로부터 한캄봉사회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기도 했다. 

행사 말미에 캄보디아 신경외과학회의 Dr. Vycheth 총무는 총평을 통해 캄보디아 신경외과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17명뿐인 

신경외과 의사 수의 증가 ˙수술현미경 등 수술 기구의 지원 ˙두부외상, 척추수술에 대한 의사 연수 기회의 제공 등이 가장 절

실히 필요한 부분임을 설명했다.

학회 일정을 마치고 이번 행사에 함께 참가했던 같은 과 임수빈 교수는 WFNS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어지는 교육을 위해 

인도네시아로 출발하였고 필자는 프놈펜 프레코사막 병원 Dr. Din이 운영하는 개인 클리닉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신경외과학회

의 Dr. Vycheth 총무가 이야기 했던 캄보디아 신경외과의 현 의료수준과 해결해야할 과제들에 대해 보다 생생하게 전해 듣고 함

께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미팅을 마치며 향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프레코사막 

병원을 방문하여 난이도 있는 수술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WFNS는 개발도상국 의료진들의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정작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준비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에서 다루고 있는 신 의료기술을 소개하는 차원

이 아니라 기본적인 수준의 치료법과 수술술기를 심도 있게 교육 하는 것이 이들을 위해서는 더욱 절실하다.

우리처럼 한 기관에서 특정 국가에 10년 이상 매년 의료봉사 사업과 함께 의사 연수사업을 진행해오며 뿌리를 내려온 것은 현실

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의사들이 나름대로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

직 WFNS등 국제 단체에서 한국인 의사의 이름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WFNS 총회가 2013이 9월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

최된다. 우리도 선진국들로부터 배울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선진 의술을 전하는 입장이 된 만큼 WFNS 2013 서울 

학회에서는 집행부에 한국인 의사가 좀 더 많이 참여하여 달라진 대한민국 신경외과의 위상을 알렸으면 한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에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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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캄보디아 Dr. Din의 클리닉을 방문한 후 가족들과 함께 (왼쪽 4번째가 저자, 5번째가 Dr. Din)

사진 2. 학회 참석한 각국 강연자들과 함께

(왼쪽에서 5번째가 저자, 6번째가 임수빈 교수)

사진 1. 학회 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습하고 있는 참가자들

(왼쪽 세 번째가 임수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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